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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vious research, it has been found that water strider’s legs are strongly water repellent due 
to hierarchical structure of hydrophobic setae on the legs. Here we propose an answer why they should 
be so hydrophobic by showing that the work required to remove a floating hydrophobic cylinder from 
an interface depends very sensitively on the contact angle of the cylinder: superhydrophobic cylinders 
require relatively little work to remove them from an interface. Also we experimentally study the work 
required to lift a leg out of water with different contact angles and compare our experimental results 
with a theoretical prediction.

기호설명

 : Bond 수( 
)

 : 실린더의 비중

netF : 실린더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 당 알짜

 힘(N/m)

 : 실린더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 당 부력

 (N/m)

 : 실린더를 수면에서 들어 올리는데 필

 요한 단위 길이 당 필요한 힘(N/m)

 : 수면의 위치(m)

 : 실린더 중심의 위치(m)

 : 무차원화 된 실린더 중심의 위치

 : 압력(N/m2)

 : 대기 압력(N/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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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린더의 반지름(m)

 : 실린더의 중심축과 실린더와 수면의

 접촉점이 이루는 각(rad)
 : 표면장력계수(N/m)

 : 실린더와 수면의 접촉점에서 수면의 

 접선과 x축이 이루는  각(rad)
 : 와 같은 방향의 각을 나타내는 좌표

 (rad)
 : 물의 밀도(kg/m3)

 : 실린더의 밀도(kg/m3)

 : 무차원 에너지

1. 서 론

현재 각광받고 있는 생체 모방로봇과 관련하여 

모방하려는 동물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금쟁이는 1초
에 자기 몸통 길이의 100배 정도의 거리를 움직

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1), 초소수성 

다리로 인해 수면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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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생체모방 로봇으로서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러한 큰 기대에 힘입어 최근 소금쟁이

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 연구되었던 소금쟁이와 관련된 연구

를 요약하면 첫째,  소금쟁이의 추진 원리에 관

한 것으로서 Hu 등은(1) 소금쟁이는 수면에 물결

파를 만들어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추진한다는 

기존 소금쟁이의 추진 원리를 뒤엎고, 입자 추적

법을 사용하여 실제 소금쟁이는 수면에 와류를 

만들어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둘째는 소금쟁이 다리의 소수성에 관

한 것으로서 Gao 등은(2) 소금쟁이 다리에 나있는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수많은 털이 소금쟁이를 

수면에 뜰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밝혔고, 소금쟁

이 다리 하나에 자기 체중의 15배의 힘을 가해도 

수면에 뜰 수 있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였다. 마

지막으로 Dominic 등은 소금쟁이 다리 하나를 실

린더로 단순화하여 소금쟁이 다리의 물성치가 주

어졌을 때 수면에 뜰 수 있는 최대무게를 해석적

으로 유도했으며(3), 수면에 뜰 수 있는 최대 무

게 이상의 하중을 갖는 실린더가 수면 아래로 하

강할 때 시간에 따른 실린더의 위치를 해석적으

로 유도했다(4).

본 논문에서는 소금쟁이 다리를 실린더로 단순

화하여 실린더의 지름과 접촉각이 주어졌을 때 

실린더를 수면 위로 들어 올려 수면과 분리시키

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해석적 방법으로 유

도하였으며 이 식을 이용하여 실린더 표면이 소

수성인 경우와 친수성인 경우 소금쟁이가 자기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를 구해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소금쟁이 다리가 소수성이어야 

하는 이유는 밝혔다.

2. 이론 해석

지배방정식을 만들기에 앞서 소금쟁이가 수면

으로부터 다리를 분리 시킬 때 다리에 작용하는 

힘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첫째, 다리와 수면이 접촉하는 면에 작용하는 수

압에 의한 힘 둘째, 다리와 수면,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작용하는 표면장력, 셋째 중력에 의한 소

금쟁이의 무게, 마지막으로 소금쟁이가 자기 다

리는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힘이다. 소금쟁이 다

리 하나를 Fig. 1처럼 실린더로 단순화하고 길이 

방향의 양 끝에 작용하는 표면장력의 영향을 무

시할 때 위에 열거한 힘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sinnet p s o pullF F r g Fγ φ πρ= + − + (1)

이때 는 실린더와 수면의 접촉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적분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소금쟁이가 다리를 수면 밖으로  

들어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유

도했으며, 이 에너지는 식(1)에 있는 netF 가 0인 

경우, 즉 소금쟁이가 매순간 평형 상태를 유지하

며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에 해당

한다. 

식(2)에 있는 는 소금쟁이 다리가 움직이는 

동안 수면 아래의 압력이 정수력학적 압력 분포

를 띄므로   대신  를 대입함으로써 구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는 Fig.1에 나와 있듯이    

에서 수면의 위치이다.

식(3)을 식(1)에 대입하고 0netF = 을 이용하

여, 소금쟁이가 수면으로부터 다리를 들어 올리

기 위하여 필요한 힘 과 다리에 작용하는 그 

이외의 힘들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실린

더의 밀도와 물의 밀도로 구성된 무차원 변수, 

  와 실린더의 지름에 관한 무차원 변수,

  
를 이용하여 위에 언급한 힘을 무차원

화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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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 method  (deg)

lacquer / spray 72

AKD, Chloroform / spray 154

Table 1 Fabricated surfaces

   


     
(4)

이 때  는 Young-Laplace 방정식으로부터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4)

   단   ≤ ≤ 
식(4)의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소금쟁이 다리의 

무게를 나타내며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수

압에 의하여 다리에 작용하는 힘을, 마지막 항은 

표면장력을 나타낸다.

소금쟁이가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에너

지는 식(4)에 있는 과  방향으로의 소금

쟁이 다리의 위치 변화를 적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5)

이 때 적분 구간 a는 소금쟁이가 다리를 들어 

올리기 직전 다리 중심의 위치이며, 이 위치는 

  일 때의 다리의 위치에 해당한다. b는 

다리가 수면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다리 중심의 

위치에 해당한다. 다음 장에서는 식(5)를 이용하

여 접촉각에 따른 를 구해보았으며, 실험결과

와 비교해 보았다.

3. 실험 및 결과

 Table 1은 실험에 사용한 코팅재료, 코팅 방법 

그리고 접촉각을 정리한 표이다. 표에 제시된 재

료와 방법으로 스테인리스 와이어(지름 0.45mm~

0.55mm, 길이 2cm)를 코팅한 후 표면장력계

(DCAT21)에 장착하여, 수면에 접촉한 상태에서 

수면으로부터 분리될 때까지 와이어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할 수 있었다. Fig. 2는 와이어가 수면

으로부터 분리되기 직전의 사진을 나타내며 Fig. 
3은 실린더의 접촉각이 72°와 154°인 경우에 

대해 실험결과와 식(4)로부터 얻은 결과를 나타

(a) (b)(a) (b)

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평행사다리 법칙을 사

용하여 Fig. 3에 있는 곡선과 축과 이루는 면

적 즉, 를 구했으며 실험 및 식(4)부터의 각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해 놓았다. Table 2에서 눈

여겨보아야 할 것은 소금쟁이 다리가 소수성인 

경우와 친수성인 경우 총 소요 에너지의 비가 약 

0.09라는 것이다. 이 결과는 소수성 다리를 갖는 

소금쟁이가 친수성 다리를 갖는 소금쟁이에 비해 

수면에서 다리를 땔 때 약 91%의 에너지를 절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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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g) pW rel. 
error(%)Equ.(4) Exp.

72 0.3767 0.4511 19.8

154 0.03354 0.03868 15.3

154 72e e
p pW W
θ θ= = 0.0890 0.0860

Table 2 Summary of experimental and 
analytical result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금쟁이 다리를 실린더로 단순

화하여 실린더의 지름과 접촉각이 주어졌을 때  

실린더를 수면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필요

한 매순간의 힘을 해석적 방법으로 유도하였으며 

이 식을 통해서 소금쟁이가 다리를 수면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실험에서는 친수성인 다리와 소

수성인 다리에 대해서 위에서 말한 에너지를 서

로 비교해 봄으로써 소수성일 경우 소금쟁이가 

수면으로부터 다리를 분리시킬 때 친수성인 경우

보다 에너지를 91% 가량 적게 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소금쟁이 다리가 소수성

이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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